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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최근코로나 19(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가 범지구적으로확산되면서세계
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를선포함(나무위키, 2020.04.07.)

 특히 한국정부는 실제적으로 주요국 정부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코로나 19 상황을 평가하고
방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구 자료를 요청받음.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 검사 · 약
제 사용 · 진료 비용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연구용으로 가공함으로써 연구성과를 공유함
(Yakup.com. 2020.03.27.)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에서 지금까지
수행된국제연구협력(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정보원들을한 곳에모아 DB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국제연구협력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공유 및 활성화의 장으로서 국제연구
협력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운영하고있음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국제연구협력은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될 것이며, 아직까지 국제연구협력이 매우 저조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전문성과다양성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을보다적극적으로마련해야할것으로판단됨



2. 연구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스템품질(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유연성, 디자인), 정보품질(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
용이성, 적시성), 서비스품질(대응성, 공감성, 전문성)로 나누어 검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본 연구는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국제연구협력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되게함으로써한국에서국제연구협력을보다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임



3. 연구모형
 DeLone & McLean(2003)이 개발한 정보시스템 성공모델 및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
였음

 본 연구에서 채택한 요인은 크게 3가지로서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며,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시스템품질 요인으로는 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유연
성, 디자인을 선정하였으며, 둘째, 정보품질 요인으로는 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적시성을선정하였고, 셋째, 서비스품질요인으로는대응성, 공감성, 전문성을선정하였음

(그림 1) 연구모형



4. 연구가설

 본 연구는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 및 각각에 포함되는 다양한 세부적인 요인들 중
어느 요인이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
는 연구질문으로부터출발하였음

 연구가설은총16개(상위가설 3개, 하위가설 13개)로서, 하위가설은 구체적으로 시스템품질별
5개, 정보품질별 5개, 서비스품질별에따른 3개의가설을포함하고있음



4. 연구가설
<표 1> 가설항목 및내용

가설항목 가설내용

H.1 시스템품질은국제연구협력온라인서비스시스템의만족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 것이다. 

H.1.1 시스템품질의 편리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시스템품질의 용이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시스템품질의 신뢰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시스템품질의 유연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시스템품질의 디자인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정보품질은국제연구협력온라인서비스시스템의만족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 것이다. 

H.2.1 정보품질의 정확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정보품질의 다양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정보품질의 일관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정보품질의 이해용이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5 정보품질의 적시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서비스품질은국제연구협력온라인서비스시스템의만족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 것이다. 

H.3.1 서비스품질의 대응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서비스품질의 공감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서비스품질의 전문성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변수는총17개로서 16개의독립변수와 1개의종속변수로구성되어있음

 즉, 16개의 독립변수는 시스템품질과 연관된 변수 6개와 정보품질 관련 변수 6개, 서비스품질
과 연관된변수 4개로 구분되어있음

 또한종속변수는만족도 1개로이루어져있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같음



5.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정의 관련 연구자

시
스
템
품
질

편리성 시스템의 접속 및 이용과정에서 편리한 정도 DeLone&McLean(2003); 강문식, 정영정(2008); 진봉(2017)

용이성 시스템을 이해하고 용이하는데 있어서 쉽고 용이한 정도 DeLone&McLean(2003); 김현희(2006); Bernroider(2008) 등

신뢰성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정도 및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 강문식, 정영정(2008)

유연성 환경변화에 따른 호환성 및 자료교환 가능 정도 DeLone&McLean(2003); Bernroider(2008); 진봉(2017) 등

디자인 시스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심미성의 정도 진봉(2017)

정
보
품
질

정확성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의 정도 DeLone&McLean(2003); 김현희(2006); 강주현(2015) 등

다양성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다양성의 정도 Bernroider(2008); 강주현(2015); 정충원(2016)

일관성 제공하는 정보 및 용어사용에 대한 일관성의 정도 진봉(2017)

이해용이성 제공하는 정보 및 용어사용에 대한 이해용이성의 정도 강주현(2015)

적시성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정도 및 적절한 시간에 제공되는 정도 DeLone&McLean(2003); 강문식, 정영정(2008); 정충원(2016)

서
비
스
품
질

대응성 불만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성의 정도 DeLone&McLean(2003); 강문식, 정영정(2008);  강주현(2015) 등

공감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 제공을 통한 공감성의 정도 및 시스템 운
영자의 공감성의 정도

DeLone&McLean(2003); 정충원(2016); 진봉(2017)

전문성 시스템 운영자의 문제해결능력 및 전문성의 정도 강문식, 정영정(2008)

만족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DeLone&McLean(2003); 강문식, 정영정(2008); 진봉(2017) 등



6.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제연구협력 관련 연구자들과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설문기간은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2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설문
방법은온라인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음

 온라인 설문조사 툴(too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KSDC DB의 온라인 설문
을 사용하였음

 총361명의 국제연구협력 관련 연구자들과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전문가들에게 전자형태로 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 중 12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들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102부를대상으로하여연구를진행하였음

 또한조사된데이터는 SPSS를 활용하여연구결과를검증하였음



7. 인구통계학적 특성

 세부적으로는 성별로는 남성이 28.4%, 여성이 71.6%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설문참여율을 보여주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3.3%, 30대가 23.5%, 20대가 17.6%,

50대가 16.7%, 60대 이상이 8.8%의 순으로집계되었음

 또한 학력별로는 대학원(박사)졸업이 43.1%, 대학원(석사)졸업이 42.2%, 대학교졸업이

12.7%, 기타가 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연구직이 44.1%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교육직이 34.3%, 학생이 13.7%, 사무직과 기타 직업군이 각각 3.9%인 것으로 파악되

었음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시스템 품질요인(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유연성, 디자인)

에대한요인분석결과는 5개의요인으로추출되었음

 분석결과, 아이겐 값은 1.507에서 3.228로 모두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독립

변수들이명확히분류되었음

 누적분산은 80.014%로 확인되었으며, 요인적채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

변수간의집중타당성과판별타당성이모두검증되었음

 또한 KMO의 수치는 .821,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는 카이제곱 값이 633.796(df=55,

p=.000)으로 파악되었음

1) 시스템품질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



 구체적으로 시스템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디자인은 모두 4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

으며, 아이겐값(eigen-value)은 3.228, 설명분산은 29.342%로나타나디자인요인으로선정되었음

 둘째, 편리성은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2.384, 설명분산은 21.669%로 나타나

편리성요인으로선정되었음

 셋째, 용이성은 모두 2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1.684, 설명분산은 15.305%로 나타나

용이성요인으로선정되었음

 넷째, 신뢰성은 모두 2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1.507, 설명분산은 13.699%로 나타나

신뢰성요인으로선정되었음

 그러나시스템품질요인가운데유연성은요인분석과정에서삭제되었으며, 삭제후 연구를진행하였음

 또한 4개의요인모두 Cronbrach Alpha값이 0.6이상으로나타나측정도구에문제가없는것으로검증되었음

1) 시스템품질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설문항목
구성요소

1 2 3 4

디자인 2 .890

디자인 1 .881

디자인 3 .831

디자인 5 .794

편리성 3 .890

편리성 2 .886

편리성 4 .700

용이성 2 .857

용이성 1 .835

신뢰성 2 .853

신뢰성 1 .778

Eigen-value 3.228 2.384 1.684 1.507

설명분산(%) 29.342 21.669 15.305 13.699

누적분산(%) 29.342 51.011 66.316 80.014

Cronbach Alpha .904 .873 .779 .642

<표 3> 시스템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정보 품질요인(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적시성)

에대한요인분석결과는 5개의요인으로추출되었음

 검증결과에 따르면, 아이겐 값은 1.685에서 2.666으로 모두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나모든독립변수들이명확히분류되었음

 누적분산은 80.963%로 집계되었으며, 요인적채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

변수간의집중타당성과판별타당성이모두검증되었음

 또한 KMO의 수치는 .818,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741.043(df=78,

p=.000)으로 파악되었음

2) 정보품질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보다 상세하게 정보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실시한 결과를 알아보면, 첫째, 적시성은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

으며, 아이겐값(eigen-value)은 2.666, 설명분산은 20.504%로나타나적시성요인으로선정되었음

 둘째, 정확성은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2.507, 설명분산은 19.286%로 나타나

정확성요인으로선정되었음

 셋째, 다양성은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1.957, 설명분산은 15.056%로 나타나

다양성요인으로선정되었음

 넷째, 일관성은 모두 2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1.710, 설명분산은 13.156%로 나타나

일관성요인으로선정되었음

 다섯째, 이해용이성은 2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아이겐 값(eigen-value)은 1.685, 설명분산은 12.960%로 나타나 이

해용이성요인으로선정되었음

 또한 5개의 요인모두 Cronbrach Alpha값이 0.6이상으로나와측정도구에문제가없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음

2) 정보품질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표 4> 정보품질에 대한탐색적 요인분석

설문항목
구성요소

1 2 3 4 5

적시성 2 .845

적시성 3 .818

적시성 1 .808

정확성 5 .872

정확성 4 .868

정확성 3 .753

다양성 1 .853

다양성 2 .692

다양성 3 .656

일관성 3 .916

일관성 4 .786

이해용이성 5 .815

이해용이성 3 .800

Eigen-value 2.666 2.507 1.957 1.710 1.685

설명분산(%) 20.504 19.286 15.056 13.156 12.960

누적분산(%) 20.504 39.791 54.847 68.003 80.963

Cronbach Alpha .861 .854 .820 .822 .781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중 하나인 서비스 품질(대응성, 공감성, 전문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는 2개의요인으로추출되었음

 연구결과, 아이겐 값은 2.273, 2.145로서 모두가 1.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수들이명확히분류되었음

 누적분산은 73.636%이었으며, 요인적재치가 모두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요인내의 측정

변수간의집중타당성과판별타당성이모두검증되었음

 또한 KMO의 수치는 .765,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307.049(df=15,

p=.000)로 파악되었음

3) 시스템품질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구체적으로 서비스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문성은 모두 3개의 설문

항목으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값(eigen-value)은 2.273, 설명분산은 37.888%로 나타나 전문성 요인

으로선정되었음

 둘째, 대응성은 모두 3개의 설문항목들로 구성되어졌으며, 아이겐값(eigen-value)은 2.145, 설명분산은

35.748%로나타나대응성요인으로선정되었음

 그러나서비스품질요인가운데공감성은요인분석과정에서삭제가되었으며, 삭제후본연구를진행하였음

 또한 2개의요인모두 Cronbrach Alpha값이 0.6이상으로나와측정도구에문제가없는것으로밝혀졌음

3) 시스템품질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표 5> 서비스품질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설문항목
구성요소

1 2

전문성 1 .869

전문성 2 .862

전문성 3 .749

대응성 2 .909

대응성 3 .858

대응성 1 .608

Eigen-value 2.273 2.145

설명분산(%) 37.888 35.748

누적분산(%) 37.888 73.636

Cronbach Alpha .839 .790



 본연구에서종속변수로선정된만족도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에따르면, 아이겐값은 2.253으로

모두가 1.0을상회하고있으며, 누적분산은 56.329%로확인되었고, 요인적재치가모두 0.4보다크게나타나동

일요인내의측정변수간의집중타당성과판별타당성이모두검증되었음

 또한 KMO의수치는 .597, Bartlett의구형성검증에서는카이제곱값이 121.188(df=6, p=.000)로파악되었음

 보다 상세하게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알아보면, 만족도는 모두 4개의 설문들로 구성되

었으며, 아이겐값(eigen-value)은 2.253, 설명분산은 56.329%로나타나만족도요인으로선정되었음

 또한 Cronbrach Alpha값은 .741로나타나만족도측정도구에대한타당성은확보되었음

4) 만족도에대한탐색적요인분석

8.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표 6> 만족도에 대한탐색적 요인분석

설문항목
구성요소

1

만족도 2 .805

만족도 4 .744

만족도 1 .727

만족도 3 .724

Eigen-value 2.253

설명분산(%) 56.329

누적분산(%) 56.329

Cronbach Alpha .741



• 첫째, 시스템품질(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디자인)만을투입한모형 1단계의결과를살펴보면, 용이성은만족도에
t값 2.233으로나타나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적(+)인영향력을보여주었음

• 또한 신뢰성은 만족도에 t값 3.769, 디자인은 만족도에 t값 3.352로 나타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
력을보여주었음

• 이를 통해 시스템 품질요인으로서 용이성, 신뢰성, 디자인 요소가 증가할수록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
의만족도가증가한다는사실을알수있으며, 요인가운데만족도에가장큰영향력을주는요인은 신뢰성인것으
로검증되었음

• 또한 1단계의 회귀식을 살펴보면, R=.690, R2=.477, Adj R2=.455, F=22.095, p=.000로 나타났으며, 회귀
식에대한설명력은 47.7%로파악되었음

1) 1단계위계적회귀분석

9. 가설 검증결과



<표 7> 위계적 회귀분석(1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

비표준 계수
베타 t p

B 표준 오차

만족도

(상수) .643 .374 1.719 .089

편리성 .104 .070 .138 1.478 .143

용이성 .201 .090 .203 2.233 .028*

신뢰성 .336 .089 .330 3.769 .000**

디자인 .265 .079 .303 3.352 .001**

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적시성

대응성

전문성

통계량 R=.690, R2=.477, Adj R2=.455, F=22.095, p=.000

**p<0.01, *p<0.5



• 둘째, 2단계 분석은 정보 품질요인을 추가한 모형으로서 검증결과, 정확성은 만족도에 t값 2.117로 나타나 유의
미한정적(+)인영향을만족도에주는것으로밝혀졌음

• 또한 일관성은 만족도에 t값 2.035, 적시성은 t값 2.236으로 도출되어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
로규명되었음

• 이로써 정보 품질요인으로서 정확성, 일관성, 적시성이 높아질수록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
는증가한다는사실을인식할수있음

• 또한 2단계 모형의 회귀식은 R=.782, R2=.615, Adj R2=.574, F=16.096, p=.000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설명력은 61.5%로확인되었음

2) 2단계위계적회귀분석

9. 가설 검증결과



<표 8> 위계적 회귀분석(2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2단계

비표준 계수
베타 t p

B 표준 오차

만족도

(상수) .220 .359 .612 .542

편리성 .069 .069 .092 1.002 .319

용이성 .088 .086 .089 1.033 .304

신뢰성 .156 .089 .153 1.756 .082

디자인 .122 .082 .140 1.486 .141

정확성 .182 .086 .220 2.117 .037*

다양성 .046 .086 .050 .536 .593

일관성 .126 .062 .171 2.035 .045*

이해용이성 .027 .079 .031 .345 .731

적시성 .185 .083 .221 2.236 .028*

대응성

전문성

통계량 R=.782, R2=.615, Adj R2=.574, F=16.096, p=.000

**p<0.01, *p<0.5



• 셋째, 3단계모형은시스템품질, 정보품질에서비스품질을추가한모형으로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 시스템품질
요인가운데디자인이만족도에 t값 2.187로나타나유의미한정적(+)인영향력을주는것으로검증되었음

• 정보 품질요인 중에서는 정확성이 만족도에 t값 2.904, 일관성이 만족도에 t값 2.83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영향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음

• 서비스 품질요인 가운데 전문성이 만족도에 t값 3.990으로 나타나 통계적인 범위 내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영
향력을주는것으로규명되었음

• 따라서시스템품질요인중에서는디자인, 정보품질요인가운데에서는정확성과일관성, 서비스품질요인중에서
는전문성이높을수록국제연구협력온라인서비스시스템의만족도는높아진다는사실을알수있음

• 이가운데만족도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인은전문성이며, 다음으로는정확성인것으로밝혀졌음

• 또한 본 회귀식을 살펴보면, R=.823, R2=.677, Adj R2=.638, F=17.187, p=.000, Durbin-Watson =
2.120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67.7%로 나타나 본 회귀식에 잔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
악되었음

3) 3단계위계적회귀분석

9. 가설 검증결과



<표 9> 위계적 회귀분석(3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3단계

비표준 계수
베타 t p

B 표준 오차

만족도

(상수) .033 .346 .096 .924

편리성 -.003 .066 -.004 -.-48 .962

용이성 .058 .080 .058 .725 .471

신뢰성 .065 .084 .064 .766 .445

디자인 .171 .078 .196 2.187 .031*

정확성 .237 .081 .286 2.904 .055**

다양성 -.069 .084 -.074 -.820 .414

일관성 .167 .059 .226 2.837 .006**

이해용이성 -.060 .076 -.069 -.791 .431

적시성 .063 .083 .076 .762 .448

대응성 .076 .081 .080 .762 .448

전문성 .340 .085 .384 .943 .348

통계량 R=.823, R2=.677, Adj R2=.638, F=17.187, Durbin-Watson=2.120

**p<0.01, *p<0.5



10. 논의

 첫째, 시스템품질요인(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유연성, 디자인) 가운데유연성은요인분석과정에서삭제되었음

 3단계의위계적회귀분석을거쳐가설을검증한결과에따르면, 편리성과용이성및신뢰성은기각되었으며, 디자

인 요인만이 유일하게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

음

 조록환, 노용호(2006)의연구에서도홈페이지디자인이도시민의농촌관광홈페이지의만족도에정(+)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은결(2016)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요인이 중국관광객의 관광정보 홈페

이지의만족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음

 따라서 앞으로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디자인측면에서호감도와심미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할것을제안함

1) 시스템품질측면



10. 논의

 둘째, 정보 품질요인(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적시성)을 대상으로 하여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과 이해용이성 및 적시성은 기각된 반면에 정확성과 일관성 요인은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

스시스템의만족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음

 김현희(2006)의 연구에서도 정보 품질요인 중에서 정확성이 공공도서관 이용자 웹사이트의 만족도에 통계적으

로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규명되었음

 진봉(2017)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정보품질의 정확성과 일관성 요인 모두가 부동산정보 웹사이트의

고객만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음

 그러므로 향후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용어사용에있어서일관성을유지할것을제안함

2) 정보품질측면



10. 논의

 셋째, 서비스 품질요인(대응성, 공감성, 전문성) 가운데 공감성은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거쳐가설을검증한결과에의하면, 대응성요인은기각되었으며, 전문성요인만이국제연구협력온라

인서비스시스템의만족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음

 그러나 김현희(2006)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웹사이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서비스 품질요

인의응답성이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음

 이에 앞으로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스템 운영자의 전문

성뿐만아니라이용자의요구사항에대한대응성측면에서도보완할것을제안함

3) 서비스품질측면



11. 결론 및 제언

• 연구결과, 먼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시스템 품질(편리성, 용이성, 신뢰성, 유연성, 디자인)요인, 정보 품
질요인(정확성, 다양성, 일관성, 이해용이성, 적시성), 서비스 품질요인(대응성, 공감성, 전문성) 가운데
시스템품질의유연성요인과서비스품질의공감성요인은요인분석과정에서삭제되었음

• 3단계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총4개의 품질요인이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의만족도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검증되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스템품질 중에서는 디자인 요인이, 정보품질 중에서는 정확성과 일관성 요인이,
서비스품질 중에서는 전문성 요인이 국제연구협력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정(+)
의 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음

• 이중에서만족도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인은전문성이며, 다음으로는정확성인것으로규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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